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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주요 현황

1. 개요1. 개요

2,172104,1233,124628총 계

231,8737212교육대학

1,93589,8112,542413일반대학

381,4508441기타

17610,989426162전문대학

예산액(억)장서수(천권)직원수(명)도서관수(개)구분

2006. 4. 1 기준 통계

대학도서관 주요 현황

장서수는 증가하는 반면, 대출자수는 감소

2. 5년간 대학도서관 주요 지표 변화 추이2. 5년간 대학도서관 주요 지표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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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명) 3,228 3,175 3,153 3,108 3,124

장서수(만권) 7,768 8,704 9,324 9,867 10,412

대출자(만명) 1817 1489 1357 1331 1,302

대출책수(만권) 3,083 3,079 2,968 2,978 3,116

예산(억원) 1,838 1,964 2,022 2,083 2,173

2002 2003 2004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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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67.944.2723한국

1/21375.7131.021,045미국

5/21285.496.48,282영국

3/21328.492.61,001일본

자료구입비
순위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유로)

학생 1인당
소장책수(권)

1개관당
연속간행물

평균 구독종수
국가명

3. 주요 국가의 대학도서관과의 비교3. 주요 국가의 대학도서관과의 비교

대학도서관 주요 현황

2007년 대학도서관 비전과 목표

중점
추진 과 제

중점
추진 과 제학술정보자원

디지털화 촉진

국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축

지식강국의 구현지식강국의 구현

수행 목표수행 목표

- 대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 지식정보디지털유통시스템 보급

- 학술원자료DB구축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과제 추진

대 학 도 서 관

활성화 기반 조성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를 통한

학술정보의 전국적인 공동활용 체제구축

-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설치 운영

- 국내 학술정보 공동이용 체제 구축

- 해외학술정보 연계 이용 체제 구축

-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운영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대학도서관관련 법률정비

- 대학도서관 평가

- 기타 업무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해
대학도서관을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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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자원 디지털화 촉진

지식정보 디지털 유통 시스템 보급(dCollection)지식정보 디지털 유통 시스템 보급(dCollection)

목 적

• 학술정보의 생성단계부터 유통까지 디지털형태로 관리

• 디지털화 비용 절감 및 정보 서비스 기간 단축(90일에서 30일로

단축)

추진기간 : 2003∼2007년

추진실적

• ’03~06년 까지 71억원을 지원하여 부산대등 62개 대학에 보급

추진계획

• ’07년에 6개 대학도서관에 시스템을 보급하고, 나머지 대학은

Web-hosting 방식으로 구축하여 사업 완료

소요예산

• 1,620백만원(지식정보기반과 840백만원, 대학학무과 780백만원)

학술정보자원 디지털화 촉진

국가차원의 학술연구정보 생성 및 유통체계 구축국가차원의 학술연구정보 생성 및 유통체계 구축

분산된 학술연구정보의

효율적 통합 관리 유통

정보화를 통한
학술연구정보 공유 및

활용 촉진

지속적인 디지털화 및

연계 확대 통한 고도화

공식적 공유체제 조성공식적 공유체제 조성

메타데이타를 중심으로
한 통합검색 제공 및 원문
공동 이용
학술연구자의 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고
유사주제의 중복 연구
방지
검색 시스템 성능 및 이용
편의성 강화 및 분야별, 
주제별 특화 서비스

학술연구정보의 창구 단일화학술연구정보의 창구 단일화

자료 생산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자료 생성
즉시 유통되는 연계체제
구축
학술연구정보 수집, 
관리의 효율성 증대
디지털화 및 수집 관리의
효율성 증대

효율적 생성및유통체제 구축효율적 생성및유통체제 구축

학술연구자들의 정보 활용의 범위 확대 및 편의성 도모
학술연구정보의 정보 효율성 극대화
공유 가능한 학술정보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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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자원 디지털화 촉진

dCollection 호스팅 시스템dCollection 호스팅 시스템

원문저장소

A대학 B대학

메타 DB

A대학 B대학

dCollection 호스팅

중앙관리시스템

정보이용자

교내검색

유통(DP) 

시스템

학술논문 구축관리 시스템

원문구축 시스템

로컬검색 시스템

라이선스 관리시스템

A대학 B대학

관리 DB

원문이용

dCollection 보급시스템dCollection 보급시스템

원문저장소로컬 메타 DB

정보이용자

교내검색

유통(DP) 

시스템

학술논문 구축관리 시스템

원문구축 시스템

로컬검색 시스템

라이선스 관리시스템

원문이용

RISSRISS통합관리시스템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이관기 이관작업관리기

이관이력관리기

수집수집DB DB 관리시스템관리시스템

생성체계 수집DB생성체계 수집DB

dCollection dCollection 통합검색시스템통합검색시스템

생성체계 중앙시스템생성체계 중앙시스템

RISS4U.NETRISS4U.NET

학술지 기타논문

학술논문 학위논문

중복처리
(반자동)

갱신 요청갱신 요청

RISS RISS 통합검색서비스통합검색서비스

메타데이터
유통 프로토콜

HTTP
SOAP

OAI-PMH

메타데이터
유통 프로토콜

HTTP
SOAP

OAI-PMH

수집수집

이관

통합검색

통합검색 통합검색

통합검색

RISS 통합DB

유통시스템유통시스템(SP)(SP)

SP관리기
통합DB구축기SP수집기

지식정보 디지털 유통체계(dCollection) 시스템 구성도지식정보 디지털 유통체계(dCollection) 시스템 구성도

학술정보자원 디지털화 촉진

학술 원자료(raw data) DB 구축학술 원자료(raw data) DB 구축

목적

• 사회과학분야의 통계나 수치 등의 원자료(raw data)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 사회과학 실습,강의 시스템을 통하여 통계자료, 설문조사자료 등의 원자료를 대학
강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추진계획 : 2004∼2008년

추진실적

‘07년 추진계획

• 한국사회과학데이타센터에 원자료 DB 구축비용으로 341백만을 지원하여, 개념 DB 
및 수치DB 15,475건을 구축하여 RISS를 통하여 대학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

소요예산

• 341백만원

55,82839,21716,6111,169합계

15,47512,7752,700341’06년

15,62312,0023,621341’05년

24,73014,44010,290487     ‘04년

계(건)수치DB(건)개념 DB(건)소요예산(백만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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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 체제 구축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006년~2010년 까지 5년동안 10개의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를 대학도서관에 설치하여, 

정해진 전문 학술분야의 5,000종의 학술지를 확보하여, 모든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대학

의 연구기반을 확충

※ 미국 연구중심대학 도서관 학술지 평균 구독 종수는 약 25,000종인데 반하여 국내 전체 대학

의 외국학술지 구독 종수는 약 10,000종 추정

’06년에 경북대학교 도서관 전자 정보통신분야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07년

까지 시범운영

센터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실비로 제공하여 상호대차 활성화를 유도하고, 분담수

서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

지원예산 : 242백만원

※ 경북대학교 전자.정보통신분야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현황
- 정부지원으로 501종 추가, 총838종의 전자.정보통신분야 외국학술지 소장
-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용색인지 JCR(Journal Citation Reports)에 수록된

전자.정보통신분야 학술지 521종 중 237종 소장(45.5%) 

국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 체제 구축

외국학술지 10개 학문 분류외국학술지 10개 학문 분류

학문 분류 포함 분야

예술.인문.어문 문화, 예술, 음악, 철학, 역사, 어문학

사회과학.법학 사회, 정치외교, 교육, 행정, 신문방송, 문헌정보, 법학

경제.경영 경제, 경영, 금융, 경영공학

자연과학 수학, 지구과학, 물리, 화학

기술과학 전기, 기계, 토목, 우주.항공, 재료, 자원

전자.정보통신공학 반도체, 컴퓨터, 전자, 통신

생명공학 생물학, 약학

기초의학 해부, 생리, 공중보건

임상의학 의학, 간호학

농축산 및 해양 농업, 수산업, 축산,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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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 체제 구축

RISS 주요 서비스 현황RISS 주요 서비스 현황

14(종)

81

143

6만2천(건)

39만9천(건)

93만(건)

622(기관)

505(기관)

79만5천(명)

2005

14(종)

93

158

10만3천(건)

50만7천(건)

96만(건)

652(기관)

545(기관)

95만(명)

2006

해외

국내

12(종)1211754해외DB 국가라이선스

76686354527DB 종 수

1471421321149336참여기관해외DB

공동구
매

55852631624310970상호대차

4만7천

21만

65만

425

56만7천

2003

3만6천

9만4천

46만

366

46만

2002

1만7천

8만

13만

306

28만

2001

5천

2만4천

-

204

19만4천

2000

학
위

논
문

학술지논문

5만2천-

25만6천-

75만

443

61만3천

2004

-

원문DB

154종합목록

10만2
천

RISS 가입자`

1999구분

국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 체제 구축

서비스 효과서비스 효과

학술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운영 예산 및 인력 절감 효과

회원기관 : 545개 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 확대 : 147개) 

목록구축 : 776만 건 (신규 목록데이터 42.4만 건 확충) 

국립중앙도서관 목차 구축(69만건), KERIS-CALIS 연계 완료, 출판유통 기관 대상 신

간도서 MARC 유통 기반 확보

학술정보 공동이용체제 확대를 위한 RISS International 시범서비스 보급

종합목록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비용절감 효과 향상

시간단축(40.2%), 비용절감(29.9%), 업무효율성(39.2%) 

해외학술자료 입수 소요시간 절감효과 : 연간 7만

3,524일 소요시간 절감(전년대비 75% 절감효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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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 체제 구축

학위논문/ 학술논문 구축사업 참여기관 수 및 원문구축 건수학위논문/ 학술논문 구축사업 참여기관 수 및 원문구축 건수

967,443575,810391,633908555,203286,434268,7691562007년
(3월)

925,855547,244378,611846399,802155,886243,9161442005년

849,500517,200332,300812299,700102,900196,8001252004년

750,400462,300288,100771209,70093,000116,7001032003년

소계URL연계원문구축소계URL연계원문구축

원문 구축건수(누적)
기관수

원문 구축건수(누적)
기관수

학술지논문학위논문

연도

연도별 학위논문/학술지논문 월평균 원문 이용량연도별 학위논문/학술지논문 월평균 원문 이용량

734,315535,671348,041180,791합계

295,277224,636165,00489,971학술지논문

440,038311,035183,03790,820학위논문

2006년2005년2004년2003년구분

(단위 : 건)

국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 체제 구축

KERIS 제공 국가 라이선스 해외전자정보(1)KERIS 제공 국가 라이선스 해외전자정보(1)

전 주제 분야 북미 상위권대학의 최신 박사학위논문 원문 8만 여 편 제공DDOD

전 세계 최대 사회과학 및 과학기술 분야 인용 색인 정보

(14,000 여종 해외 학술지 수록)
Scopus

저널의 인용정보 및 과학기술, 사회과학 분야 누적 논문 수 및 인용횟수를

통한 비교 평가 정보(Impact Factor 등) 제공
JCR Web

OCLC Worldcat 외 11종 DB의 서지 ·초록 정보 제공OCLC FirstSearch

교육학분야 원문정보 제공Sage Education

영문학 분야 원문정보 제공LION

전 주제 분야 해외 석·박사 학위논문에 대한 서지, 초록 180만 건 제공PQDT

제 공 내 용제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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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 체제 구축

KERIS 제공 국가 라이선스 해외전자정보(2)KERIS 제공 국가 라이선스 해외전자정보(2)

전 주제 분야 전공서적 및 참고자료(Reference)  전자책 원문 무료 제공netLibrary eBook

목록작성을 위한 미 국회도서관 해외 유틸리티LC CDS

컴퓨터·전자공학 분야 전자저널 및 Proceedings 등 300여 종의 원문제공ACM Portal

사전, 영어영문학, 문학, 정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변천사 등을

수렴한 영어의 종합 데이터 베이스OED

법학 분야의 전저저널 800여 종의 원문 제공Westlaw

의학 분야 425종의 전자저널 제공PML

목록작성을 위한 해외 유틸리티OCLC Cataloging

제 공 내 용구 분

국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 체제 구축

KERIS 제공 국가 라이선스 해외전자정보(3)KERIS 제공 국가 라이선스 해외전자정보(3)

해외전자정보 국가 라이선스 예산절감 효과 : 총 US$ 1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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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활성화 기반조성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목적

• 정책 자문을 통한 도서관 현안 도출, 분석, 해결방안 제시 및 도서관 정책 지원

• 관련 전문가의 제안, 자문을 통한 정책의 신뢰성 확보, 시행착오 최소화

위원회구성

• 문헌정보학과 교수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구성

운영

• 운영기간 : ’07.3 ~’07.12

• 운영방법 : 정기협의회(5회) 및 필요시 수시 협의회 개최

주요정책과제

• 학술정보자원의 국가적 관리를 위한 연구

• 국가학술발전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 정립 방안

• 대학도서관 평가체제 구축 등에 대한 연구

• 도서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주제전문(전담)사서 양성 지원 방안

대학도서관 활성화 기반조성

대학도서관 평가 제도 개선대학도서관 평가 제도 개선

대학특성화사업에 대학도서관 평가 항목 개선

• ’05년 :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지원액으로 평가

• ’06년 부터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지원액 및 자원공유(상호대차 요청 및 제공

건수, 공동목록 참여 건수, 학위논문 원문 제공 건수) 평가지표 추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도서관 평가 항목 개선 노력

• 장서위주의 평가지표를 자원공유(상호대차, 공동목록, 학위논문),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배점을 강화

대학도서관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관 사업 부서 평가 실시

• 대학도서관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관 사업 부서 평가 실시

• 대학도서관 평가 도구 개발 및 평가 실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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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 추진 방향(안)

학술정보 확충
①해외학술DB의 지속적 확충

②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정착 및 역할 확대

③도서관과 대학 내 연구소간 학술정보 공유체제 구축 - dCollection 활용

대학도서관 간 자원공유 확대
①지역별 대학도서관간 협력을 통한 통합 컬렉션 구성

②학술정보자원 보존체계구축(Last Place for Resources)

국가학술자원관리 체계 확립
①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할 국가 단위의 총체적 정보자원관리 체제 구축

②효율적인 정보의 수립, 관리, 확산을 위한 국가 시스템 구축

대학도서관 연구지원기능 강화대학도서관 연구지원기능 강화

교육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① 학과, 전공과 전문사서를 연결하는 리에종 서비스 도입 지원

② 학부생들을 위한 교육 및 학습 지원체제 강화 - 정보활용능력 교육 등

전문대학도서관 활성화 지원

① 전문대학도서관의 자료확충 유도

② 전문대학도서관의 특성에 적합한 자료의 집중적 확보 유도

대학도서관의 교육활동 지원기능 강화대학도서관의 교육활동 지원기능 강화

향후 정책 추진 방향(안)

대학도서관 정책 지원체제 강화

① 대학도서관 정책 관련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기능 강화(독일연구재단,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② 조직 및 제도의 정비

③ 사서 인력 수급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수립

대학도서관 평가제도 개선
① 대학도서관 평가제도 개선

② 대학도서관 통계자료 관리 시스템 개선

대학도서관 지원체제 구축대학도서관 지원체제 구축

대학도서관과 학술정보의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 확대
① 해외 대학도서관과의 교류 확대

② 학술정보의 국제적인 공유와 협력사업 강화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① 지역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 강화

②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 연계체제 구축

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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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